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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

  여러 분야를 고려해야 하는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대형기기의 설계에서 순차적 설계는 효과에 비하여 
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이며,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분야 최적설계(MDO) 기법이 필요 하게 
되었다. 비행체 설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, 설계 시 설계 전 분야를 통합하며 분석
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. MDO 기법을 이용한 비행체 설계는 이기종 분산 컴퓨팅 능력을 
제공해야하고 각 분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, 설계 최적화 도출을 제공하며 이기종의 환
경을 고려해야 하므로, 분산 컴퓨팅 기술을 요구한다. 그리드 환경은 그리드 미들웨어를 중심으로 많은 분
산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고성능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
이다. 본 논문에서는 각 설계자원을 통합하기 위해 Globus toolkit ver.4(GT4)를 그리드 미들웨어로 사용
하였고, 이들을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PSE포탈을 제시한다.

1. 서  론

  비행체 설계를 해서는 일반 으로 추진, 동체, 무게, 
날개, 착륙장치 등의 여러 분야를 고려해야 하며, 이를 

순차 으로 설계 할 시에는 각 분야 문가들의 의사소

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체 인 개발 시

간과, 비용을 늘이게 된다.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

해 각 분야의 문가들은 주어진 자원과 시간을 이용하

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발기간의 단축, 개발비용

의 감 등의  효과가 있는 설계  분야에 걸친 설계요

소들을 모두 고려한 통합  환경에서의 최 설계를 요구

하게 되었다. [1]
  다분야 최  설계(Multidisciplinary Design 
Optimization; MDO)는 설계의 통합화, 자동화, 최 화를 

통하여 여러 공학 분야의 설계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

통합  환경에서의 최 설계 기법이며, 자동차나 항공기

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 설계와 자 제품과 같이 제품 

순기가 빠른 설계에 매우 유용하고, 다양한 분야에서 도

입, 용되고 있다.[1] 
  그리드는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기종의 컴퓨  

자원들을 통합하여 마치 단일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

효과 인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 분산 환경으로서, 사

용자는 분산된 자원에 해 알 필요 없이 많은 자원을 

활용 할 수 있다.[2] 한, 그리드 환경을 이용하기 해

서는 그리드  미들웨어가 필요하며, 본 논문에서는 

Globus 로젝트에서 제공하는 GT4(Globus Toolkit 
ver.4)를 그리드 미들웨어로 사용하 다. 
  그리드 환경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, 발생되는 

문제를 해결하기 한 PSE(Problem Solving 
Environment)는 사용자가 컴퓨 에 한 내부 인 지식

에 해 알지 못해도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환경

으로 정의 되며, 어떤 문제를 풀기 한 환경(문제를 풀

기 한 모든 자원)을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 할 

수 있다.[3] 이러한 PSE를 제공하기 해서는 각 자원

들의 로세스 흐름을 제어 할 수 있는 워크 로우 기술

이 필수 이다.
  MDO 기법을 이용한 비행체 설계의 각 자원들은 지리

, 업무 으로 분리 되어 있으며, 고성능  용량의 

계산 능력과 복잡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

고, 각 설계 분야의 문가들의 업 환경이 요구된다. 
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해결하기 해 문

제해결환경인 비행체 설계를 한 PSE 포탈을 설계, 제

시한다. 
  논문의 구성으로는 2장에서는 기본개념에 해 3장에

서는 비행체 설계를 한 PSE 포탈에 해 4장에서는 

결론을 맺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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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본개념

2.1 비행체설계
  비행체 설계는 개념 설계, 기본 설계, 상세 설계 단계

로 나뉘어 지고, 다양한 해석 코드, 최 화 코드, CAD 
시스템이 필요하다. 비행체는 여객기, 투기, VLJ(Very 
Light Jet), 유도 무기, UAV(Unmanned Aerial Vehicle) 
등 매우 다양하게 분리되고, 이들의 성격은 유사하다. 그

러나 해당 임무나 목 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

사용되는 해석 코드, 최 화 코드가 달라 질 수 있으며, 
사용자에 따라 CAD 한 달라 질 수 있다. 
  비행체는 공기역학, 구조  하 , 안정성, 추진, 성능

해석 등의 설계분야에서 공동의 설계 목표( 체 량, 
임무 소요 시간, 운용비용 등의 최소화)를 설정하고 설

계 최 화 기법을 용하여 설계한다. 그 , 유도 무기

의 경우에는 고속/고기동성을 최 화 하고,  크기와 무게

에 제약을 설정하여 최  설계 한다. [4]
  비행체 설계에 매우 유용한 MDO 기법은 다양한 설계

로세스, 다양한 최 화 기법이 존재 하고, 그림 1은 건

국  AADL(Aerodynamic Analysis & Design Lab)에서 

수행한 유도무기 통합 최 설계 연구의 최  설계 로

세스를 보여 다.[5]

그림 1. 최  설계 로세스 

  먼  해석 코드 세트를 구성하고, 최 화 문제를 정형

화 한 후, 민감도 분석을 통해 한 수의 설계 변수를 

설정한다. 최 화 과정은 반응면을 사용한 최 화와 해

석 코드를 직  사용한 최 화를 선택 할 수 있다. 반응

면을 사용할 경우 JMP  자체개발한 근사 반응면 기법

을 사용하여 근사화 모델을 구성하고, 해석 코드를 직  

사용할 경우 GA(Genetic Algorithm), SA(Simulated 
Annealing), DOT(Gradient Based Method)등의 알고리

즘으로 구 된 최 화 코드를 통해 최 화를 수행한다.

  MDO 기법은 설계 시 요구되는 방 한 양의 계산이나 

다양한 랫폼에서 다양한 언어들로 개발된 해석코드들

을 통합해야 하므로 분산 컴퓨  환경을 요구한다.

2.2 그리드 미들웨어
  그리드 컴퓨 은 컴퓨  자원을 가상화 하고 통합하여 

서비스 하는 고도화된 분산 컴퓨  환경이며, 각각 다른 

방법으로 리되는 다양한 기종의 시스템들을 통합할 수 

있는 기반을 제공한다.[2] 이러한 그리드 컴퓨  환경 

구축을 가능  하는 핵심 기술이 그리드 미들웨어 이며, 
그리드 미들웨어는 로벌 환경에서 용량 데이터를 비

롯한 고성능 컴퓨  자원과  첨단 IT기술들을 효율 으

로 통합 / 연계해 고성능의 업 환경을 지원하고, 이기

종 컴퓨터간의 원활한 데이터 통신  상호공유를 지원

한다. [6]
  한, 최근에는 사용자가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는 

자원을 단일 자원처럼 사용하기 해서 발생되는 보안, 
스 링, 데이터 리, 자원 검색, 자원 리의 문제를 

해결하기 한 그리드 미들웨어에 한 많은 연구가 수

행되고 있다.
  이러한 그리드 미들웨어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음과 

같이 구성 할 수 있다. 첫째, 그리드의 근을 결정해  

수 있어야 한다. 분산 환경인 그리드의 근으로는 크게 

병렬 컴퓨 과 비교 상이 되는 슈퍼컴퓨  에서의 

근 방식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 측면에

서 근 하는 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. 
  둘째, VO(Virtual Organization)를 제공해 주어야 한

다. 이는 지리 으로 분산되어진 자원의 상태와 컴퓨  

자원 등을 단일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며, 사용

자는 라우 를 통해 자원의 검색 그리고 자원의 상태 

확인, 정보 확인을 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. 
  셋째, 보안에 련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 시

스템은 단일 PC 기반이 아닌 분산 환경 기반에서의 그 

폭이 넓어 질 수록 보안에 련된 문제들은 빈번히 일어

나며, 이를 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. 이는 각 설

계 분야의 문가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시스템을 

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, 시스템에 근하는 모든 사용

자들이 제공 되어지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

아니다. 결국, 암호화와 권한 인증을 통한 사용자만이 시

스템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.
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요기능들을 만족 시키기 하

여 GT4를 그리드 미들웨어로 사용하 다. 
  Globus Toolkit은 분산된 시스템 그리고 어 리 이션

을 구축할 때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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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러리 그리고 로그램들의 모음이며,[7] 시스템을 

구성하는 각 자원들은 GT4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 

Container 에서 JAVA를 이용하여 웹 서비스 형태로 

개발한다. 웹 서비스는   표  데이터 표 기법인 

XML(eXtensible Markup Language) 을 사용하기 때문

에 상호운용성이 높고, 구조 으로 유연하며, 
HTTP(Hyper Text Transfer Protocol)를 사용하기 때

문에 기존의 록시나 방화벽 등의 기술을 그 로 사용

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.
  GT4는 웹 서비스 기반으로 자원들을 통합하고 ‘VO’를 

구축하며,[8] 그리드  분산 컴퓨 에서 요구되는 

Security, Data management, Execution Management, 
Information Services, Common runtime의 5개의 컴포

트를 제공한다.[7] 시스템은 실행 리를 해 

GRAM(Grid Resource Allocation and Management) 
service를 이용 하여 분산된 각 자원들의 실행을 리 

하며, 자원들의 상태에 한 내용은 WebMDS(Web 
Monitoring And Discovery)서비스를 통해 확인 하고, 
GridFTP와 RFT(Reliable File Transfer)를 이용하여,  
신뢰성 있고, 안 하게 데이터를 송한다.

2.3 PSE(Problem Solving Environment) 
  PSE는 특정 분야에서 어떤 문제(problem)를 풀기 

한(solving) 제반 환경(environment)을 제공하는 컴퓨터 

시스템이며, 컴퓨터,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 인 자원뿐 

아니라, 알고리즘, 최신의 정보기술 등의 논리 인 자원

도 포함한다.[3] 즉, 그리드 환경을 보다 성공 으로 여

러 분야에 활용하기 한 환경으로 정의 할 수 있다.  
PSE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를 원

하는 보자와 각 설계 문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

하여 업설계를 원하는 문가들, 그리고 문가들이 

제시한 해결책을 사용하기 한 연구자들로 그룹을 형성

할 수 있다. 
  최근에 들어서 PSE는 분산 그리드 시스템에 한 그

리드 포탈에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에 있으며, 
표 인 PSE로는 UNICORE, Cactus, Nimrod-G 등이 있

다. 
  UNICORE는 클라이언트, 서버, TSI(Target System 
Interface)의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기종 분산 

환경에 쉽게 응할 수 있다. 작업의 생성과 수행, Flow  
제어, 모니터링 등의 기능이 있다. [9]
  Cactus는 복잡한 문제, 방정식 문제 등 수치해석에 특

화된  문제 해결 환경이다.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로

그램 모듈인 Thron과 산 분야의 기술이 포함된 코드

구조 Flesh를 연결하여 분산 응용 로그램을 완성한다. 
기본 구조로는 기본 임 에 Flesh, Thorn, 
Middleware 등이 연결된 형태로 표  할 수 있다. [10]
  Nimrod-G는 기존의 Nimrod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

는 동 환경을 제공하고, 리소스를 리하는 소 트웨어

이다. Nimrod-G 리소스 로커는 TFE(A Task 
Farming Engine), 리소스를 검색하는 스 러, 
Dispatcher 와 Actuator 그리고 작업의 실행을 리하는 

Agent로 구성된다. [11]
  
3. 비행체 설계를 한 PSE 포탈

3.1 PSE 포탈의 요구사항
  PSE는  그리드 환경을 지원하기 해 GSI(Grid 
Security Infrastructure), GIS(Grid Information 
Services), 데이터 송 서비스, 업 개발 환경, 시각화 

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,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

다.[12]
  1. 문제 지향성, 2. 통합성, 3. 동성, 4. 분산성, 지속

성, 5. 개방·유연· 응성 6. 보안성 [13]
  이러한 서비스와 요구사항은 반드시 PSE에서 가 아닌 

그리드 미들웨어를 연동해서 제공될 수 있다.
  먼 , 문제 지향성은 PSE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네트워

크나 병렬 컴퓨 과 같은 그리드에 한 지식이 없이도 

쉽게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. 한 그리드 환

경의 많은 문제들과 해결책들은 어 리 이션이나 

임워크에서 이기종의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통합

으로 리 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. 한, 부분

의 연구나 로젝트는 분산된 환경에서 업으로 설계되

어야 하며,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PSE는 분산되

어진 자원을 각 설계 문가들이 동으로 사용할 수 있

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. 그리고, 문제를 한 해결책을 

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므로, 해결책

의 과정을 요약하는 지속 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. 
지속성은 로세스의 상태에 한 체크포인트 뿐 아니라 

PSE의 상태에 한 체크포인트 한 필요하다. 문제의 

해결책은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으로 통합하는 것을 필

요로 하므로 PSE는 존재하는 해결책을 기 로 하여 새

로운 기능을 추가 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. 마지막

으로, 자원들을 공유하는 서비스나 계산 제어 서비스는 

필연 으로 보안이라는 문제가 따라오게 되므로, 이를 

안정 으로 해결하기 한 해결책은 반드시 필요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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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그림 2. 비행체 설계를 한 PSE 포탈

3.2 PSE 포탈의 설계
  MDO 기법을 이용한 비행체 설계는 다양한 설계분야

가 련되어 각 분야의 문가들의 참여를 확 함으로써 

통합된 최 설계를 목표로 하며, 문가들은 자신의 연

구 분야 이외의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인 지식에 해

서는 고려하길 원치 않는다. 한, 많은 양의 데이터가 

송 / 리 되며, 분산된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

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, 사용자는 첫째, 시스템

에서 제공하는 내부 인 기능들에 해 알지 못해도 시

스템을 사용 할 수 있는 환경과 둘째, 공간  제약을 받

지 않고, 업 환경 이용을 쉽게 하기 한 환경을 요구

한다. 그리고 데이터의 리와, 사용자 자신을 비롯한 시

스템 체의 보안을 요구한다. 이러한 요구조건을 해결

하기 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PSE 포탈은 UI(User 
Interface), 문제의 정형화(Problem Formulation), 보안 

리(Security Management), Workflow, Agent로 구성

되어,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직 성을 제공한다.
  먼 , 문제 지향성을 해결하기 해서는 Workflow, 
DataManagement 를 이용하 다. 
  Workflow는 일의 흐름을 의미 하며 WfMC(Workflow 
Management Coalition)에서는 일련의 차에 따라 한 

참여자에서 다른 참여자로 문서와 정보 혹은 업무가 

달되는 비즈니스 로세스의 부 혹은 부분 인 자동화

로 정의 하 다. 그리고 Workflow 시스템이란 Workflow
의 수행을 정의, 생성, 리 하는 시스템이다.[14] MDO 

임워크는 실행 시간 의 로세스의 삭제, 추가, 변

경이 가능해야 하며, 로세스의 흐름 한 복잡하므로 

이를 사용자에게 보다 쉽게 제공하고, 분산된 자원을 효

과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Workflow 시스템이 요구된

다. Workflow시스템은 Workflow Designer와 Workflow 
Engine, Workflow Client로 구성된다.
  Workflow Designer는 MDO 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

는 비주얼 Tool 이며, 기능으로는 사용자는 직  로세

스를 편집, 장, 수정 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에게 편의

성을 제공한다. 그리고, Drag & Drop 방식으로 

Graphical 한 환경을 제공하며, 분산되어진 자원들을 이

용하기 하여 순차  처리 뿐 아니라 병렬 처리의 표

이 가능하다. 사용자는 Designer를 통해 로세스의 실

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, 완료된 디자인은 

Translator에 의해 XML 형태로 변환되어 엔진으로 보내

지게 된다.
  Workflow Engine은 런타임 환경을 제공하고, 기능으

로는 디자이 로터 정의된 로세스를 XML 형식으로 

달받아 그리드 미들웨어서 제공하는 Ws-GRAM서비스

를 통해 분산 된 각 자원들을 상황에 맞게 실행한다. 순

차  처리, 병렬  처리가 가능하다. 각 자원과의 메시징

은 웹 서비스 표  기술인 SOAP 메시징을 이용한다.
  Workflow Client는 Work item의 묶음인 Worklist를 

사용자에게 제공 하여, 사용자는 사용가능한 설계자원을 

확인 할 수 있다.
  DataManagement는 동작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.  
자원들을  실행하기 해서는 각 자원들이 원하는 형태

로의 일 변형이 필요하며, 이를 해결하기 해 

Wrapper, Parser 기술을 사용 하 다. 즉, 각 자원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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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되는 Output / Input 일을 Warrper / Parser를 통

하여 각 자원에서 원하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게 하

다. 한 DataLink를 통해서 설계변수간의 계를 링크

해 주었다.
  업성을 해결하기 한 UI는 User Authentication, 
Requirements Analysis, Problem Formulation, Input / 
Output for Analysis, Optimization, Configuration 등의 

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. 이러한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

인증을 거친 사용자는 문제의 정형화에서부터 최종형상

을 확인하는 단계까지의 결과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.
  통합성을 해결하기 한 문제의 정형화는 Project 
Management, Task Management로 구성된다. Project는 

여러 개의 설계를 진행할 때 리 단 이며, Task는 하

나의 설계를 리하  는 단 이다. 기능으로는 Project와 

Task를 통해 해석 모듈의 선택과, 최 화의 실행 여부를 

선택하고, 이를 이용하여 비용의 최 화 혹은 크기의 최

화를 결정하게 된다.
  보안 리는 User Level management , System 
Level management 로 구성되며, 그리드 미들웨어에서 

제공하는 Security 서비스와 함께 포탈의 보안에 한 

기능을 담당한다. User Level management는 시스템을 

사용하는 사용자 인증에 한 리를 하고, System 
Level management는 CA, My Proxy를 이용하여 시스

템 체의 보안 기능을 수행하며, 보안성을 해결한다.
  데이터  문제의 지속성을 한 DBMS는 데이터 

리의 기능을 담당한다. 먼 , 비행체 설계를 한 DBMS
는 앙 집 식 으로 제공되어야 하며, 사용자가 원하는 

데이터를 시에 얻을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. 비

행체 설계 시 사용되는 해석  최 화 과정에 한 자

료가 포함되어야 하며,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데

이터를 통합한다. 주요 기능으로는 Project와 Task를 기

으로 정보들의 검색이 가능하고, 사용했던 정보의 재

사용을 가능  하며, 데이터의 무결성, 참조 무결성, 데

이터 보안, 확장성, 복성 등을 고려 하여 설계한다. 
한, 사용자는 데이터의 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

닌, 자신이 설계 한 데이터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데

이터를 보호한다.

3.3 PSE 포탈 사용 시나리오
 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PSE를 이용한 MDO 임워

크의 사용자는 인증, Project / task 생성 , Analysis 
Service, Optimization Service, CAD Service 의 단계를 

거쳐 원하는 형상을 얻을 수 있게 한다.
  먼  사용자는 시스템 리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

부여받은 인증으로 시스템에 속한다. 
  두 번째로, 사용자는 Project를 설정 하거나 기존에 수

행했던 Project를 호출하고 Task를 생성한다. Task는 

Project 내에서 생성되며, Project와 Task는 데이터베이

스에 장되어 언제든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로 불러와 

재사용 할 수 있다. 
  세 번째로, Input Service를 통해 모든 설계 변수를 입

력한다. 그러나 각 모듈에서 별도로 사용자의 입력이 필

요 없는 항목에 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

값을 default 값으로 미리 화면상에 나타나게 해주며, 사

용자가 원하는 설계 변수 입력을 마칠 때 까지 수정 할 

수 있다.
  네 번째로, Execution Service는 Input Service를 통해 

출력된 Input 일을 입력으로 받아 각 모듈들을 실행하

고 각각의 Output 일을 생성한다.
  다섯 번째로, Result Service는 해석 서비스를 거쳐 생

성된 output 일을 라우 상에서 사용자에게 확인 가

능  한다. 
  여섯 번째로, Optimization Service는 사용자가 선택한 

해석  최 화 코드를 실행하는 단계로 최  값에 도달

할 때까지 반복해서 진행된다. 사용자는 결과가 원하는 

값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값을 수정하여 재실행 할 수 

있다.
  마지막으로, CAD Service는 형상 설계를 한 과정으

로서 사용자는 각 Service를 거쳐 얻은 데이터 값과 

CAD 모듈을 통해 최종결과인 최 형상을 확인한다. 데

이터 값은 DB에 장되어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시간

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.

4. 결론

  비행체 설계는 부분의 설계 변수들이 다수의 공학  

상에 연 되어, 최종 으로 얻어진 최  설계의 의미

를 정하기 어려우며, 모든 변수가 설계구속조건을 만

족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. 이러한 설계 최 화 

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MDO 기법을 사용하 다.
  본 논문에서는 통합성과 유연성 등을 제공하기 해 

그리드 미들웨어를 사용하여 각 자원들을 웹 서비스화 

시켰고, 설계를 하는 각 문가들에게 보다 편리하고, 확

장성 있으며, 사용하기 쉬운 환경과 업설계환경을 제

공하기 하여 비행체 설계를 한 PSE 포탈을 제시 하

다. 재 PSE 포탈을 구성하는 GUI, DBMS, 
Workflow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설계

를 비롯한 업 환경을 필요로 하는 각 설계 분야에서도 

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.35, No.1(B)



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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